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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단순함
Simplicity that Changes the World

Meraki

Cisco Meraki
100% Cloud-Managed IT
Networking
Security
Mobile Management
Communication
Video Surveillance

•Meraki 고객사

20만+

•고객사 Meraki 네트워크 140만개+
•연평균 매출성장률(5년기준)

225%

Meraki Dashboard
통합 대시보드(Single Dashboard)를 통한 네트워크, 모바일, 영상감시 시스템 관리

MR
무선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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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스위칭

MX
보안/라우팅

SM
모바일 관리

MC
IP 전화기

MV
영상감시

Meraki Architecture
All-in-One License : Meraki의 하드웨어 하나당 하나의 라이선스를 통해 모든 기능 및 기술지원 제공
•해당 장비의 모든 기능 활용 – 신규 기능 자동 추가
•펌웨어 및 보안 업데이트 제공 – 정기 업데이트 및 비정기 보안패치
•24x7 기술지원 및 RMA – 하드웨어 장애에 대한 교체
•Meraki 클라우드를 통한 간편한 관리, 모니터링, 제어 및 리포팅

+
Hardware

•모든 Meraki 장비들은 자동으로
Meraki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자동설치 진행
•최신 펌웨어 및 보안패치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License

•모든 Meraki 장비들은 동일한
대시보드를 통하여 관리

•MDM을 통하여 모든 종류의 모바일
단말에 대한 설정 및 관리

•몇번의 클릭만으로 설정, 모니터링,
관리 및 리포팅 기능

•랩탑,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IT 자산에
대한 위치 파악, 보안관리, App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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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rs.meraki.com
사용자와 개발자들을 위한 Open API 제공 : 산업군별, 기능별 특화 API 및 Sample App 제공
- Analytics, Automation, Security, Marketing, Mobile Apps, SMB, Smart Cities, Splash Page, Stadiums -

Dashboard API

Scanning API

Captive Portal API

Meraki 장비의 자동 설정 및 등록

WiFi/Bluetooth 단말의 위치 확인

•장비의 Serial Number 스캔
•API를 통해 대시보드에 정보 전송
•클라우드 연결 후 자동 펌웨어 다운로드
•자동 설정 및 대시보드 등록 완료

•Meraki AP를 통해 단말기 탐색
•API를 통해 단말 정보 전송
•Meraki 클라우드에서 위치 정보 계산
•선택된 단말의 위치 정보 표시

광고, 여론 조사 등의 용도에 따른
맞춤형 접속 페이지 구성

Wi-Fi + 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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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aki AP를 통한 무선랜 접속 요청
•API를 통해 외부 Captive Portal
서버로 연결
•맞춤형 접속페이지로 redirect

MR Access Point
•
•
•
•
•

CPU
Traffic
Shaping

5G Radio

Scanning
Radio

2.4G Radio

AP, 클라이언트 및 트래픽 현황에 대한 직관적인 관리 및 제어
Location Heatmap, Analytics 등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클라이언트 별, 애플리케이션 별 트래픽 모니터링 및 제어
내장 BLE 칩을 통한 블루투스 비콘 및 스캐닝 기능
간편한 무선랜 접속 페이지 제작 기능 제공

• 총 4개의 Radio 탑재
- WiFi 서비스용 : 2.4 & 5 Ghz
- Scanning Radio : WIPS 및 Auto Channel 전용 Radio
- BLE (블루투스) : Beaconing & Scanning

• L7 Firewall & Traffic Shaping
- 전용 CPU를 통한 Firewalling 및 애플리케이션별 Traffic Shaping

Location Analytics : CMX
•무선랜 기반의 위치분석 정보 제공
•Proximity : 방문객의 근접도 정보
•Engagement : 방문객의 접속 시간 정보
•Loyalty : 방문객의 방문 빈도

Location Heatmap
•AP와 클라이언트의 위치 및 연결 상태 표시
•장애가 발생한 AP의 위치 표시
•시간별 클라이언트 이동 상태 표시
•무선랜 설계를 위한 시각적인 정보 제공

Firewall & Traffic Shaping
•L3/7 Firewall 정책 설정
•정밀한 Traffic Shaping 설정
- 클라이언트별 대역폭 할당
- SSID별 대역폭 할당
- Application 종류별
(video, social, game 등)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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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Switch

• 네트워크 토폴로지 자동구성
• 직관적 인터페이스를 통한 스위치/포트별 정책 관리
• 포트 전원 일정 자동 설정 : Port Schedule
• 개별 포트에 대한 상세 정보 : 단말, 프로토콜, 사용량 등
• Live Tools 를 이용한 원격 관리 및 트러블슈팅
-P
 ing, Cable Test, Cycle Port, Wake Client, Blink LEDs

Switch Setting
•Tagging을 이용한 간편한 그룹별 관리
•하나의 대시보드 페이지에서 스위치 구성
-

VLAN Configuration
STP Configuration
QoS Configuration
MTU Configuration

Switch Status /
Configuration /
Live Tools
•스위치 구성 정보 및 현황 표시
•포트별 구성 정보 : 단말, 프로토콜, 트래픽,
포트 타입 등
•Live Tools를 통한 스위치의 원격관리

Port Schedule
•에너지 절감 및 보안 강화를 위한 포트 전원 차단
•스위치 포트에 대한 전원공급 일정 자동 설정
•Template을 사용한 간편한 설정
•마우스 드래그를 통한 사용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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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 Security + SD-WAN

STATEFUL,
NEXTGENERATION
FIREWALL

CONTENT
FILTERING

INTRUSION
PREVENTION

ANTIMALWARE
ANTIPHISHING

AUTOMATIC,
SELFHEALING VPN

HIGH
AVAILABILITY
AND
FAILOVER

• SD-WAN : 애플리케이션별 최적화된 Routing 설정
• 차세대 방화벽 : Firewall, IPS, VPN, Content Filtering 등
• Auto VPN : 몇 번의 클릭으로 VPN 구성
• Security Center를 통한 보안 위협 통계 및 분석 정보 제공
• Application/Traffic 종류별, 국가별 제어가 가능한 L7 Firewall
• L7 Traffic Shaping : Uplink 포트별, Client별 대역폭 제한 설정
• 카테고리별 Rule 설정 : Email, SNS, P2P, Video, Sports 등

Security Center
•네트워크에 발생한 보안 event에 대한
직관적 정보 제공
-

특정 기간 내 Priority에 따른 event 통계
Signature별 event count 제공
Source/Destination별 event count 제공
Client별 event count 및 개별 client의 보안
상태 확인

VPN Status
•Global VPN 구성 현황 정보
- Usage, Latency, Connection Status, Tunnel
- Encryption, VPN Peer, Exported Subnet

•SD-WAN
- 애플리케이션별 최적화된 Routing 설정

•Auto VPN
-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VPN 구성 완료

Firewall & Traffic Shaping
•Layer 3 Firewall Rule 설정
- IP Address + Port No.

•Layer 7 Firewall Rule 설정
- Application, HTTP Hostname별 Rule설정
- Remote IP Range & Port
- 특정 국가로부터의 트래픽 차단 설정

•Port Forwarding Rule 설정
- 1:1 NAT, 1:Many NAT 설정

•Bonjour Forwarding 설정
- Apple 디바이스 서비스 사용을 위한 설정

Simplicity that Changes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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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 Video Surveillance
클라우드 기반의 관리

비디오월

내장 스토리지

Meraki 대시보드를 통한 영상감시
네트워크와 CCTV 연동 관리

웹브라우저를 통한 간편한
비디오월 생성, 편집

128GB SSD 내장
별도의 NVR 등 저장장치 불필요

야간 촬영

영상 암호화

모션 검색

주야간 감시를 위한 적외선 조명 탑재
최대 30m까지 야간 촬영 가능

녹화된 영상은 즉시 암호화 저장
카메라 분실시에도 영상 유출 불가

관심지역 지정 후 즉시 영상 검색
검색된 영상 export 가능

Video Wall
•브라우저탭 하나당 최대 12개 화면 구성
•탭을 추가하여 Video Wall을
간편하게 추가
•마우스 드래그로 간편하게 화면 구성
•영상의 위치/크기 변경, 추가 가능
•원하는 시간대 영상 즉시 재생

Motion Search
•특정 위치에 대한 이벤트 검색
•마우스 드래그로 관심 지역 설정
•이벤트 발생 영상클립 자동 추출
•이벤트 길이 및 ROI로 정렬
•해당 영상을 간편하게 export

Camera Setting
•Zoom & Focus
- 광학줌, 초첨, 조리개값, 영상회전 설정

•Quality & Retention
- 영상녹화 quality 설정

•Night Mode
- 적외선 조명 사용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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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Mobile Device Management
• iOS, Android, Windows 단말을 위한 관리 솔루션
• 모바일 단말에 대한 위치 추적 및 도난/분실에 대한 대처
• 각 단말별 보안 프로파일 설정
• 업무용 App을 자동으로 provisioning
• 인가 받지 않은 App의 일괄 삭제
• 위치별, 상황별로 단말기의 기능 제어

Client Status
•단말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 시스템 정보 (OS, Security, Management 등)
- 설치된 App 리스트 제공

•클라이언트의 현재 위치 정보 제공
- 도난/분실 여부 확인
- Geofencing : 지정된 위치 이탈 여부 표시

•클라이언트에 설정된 보안 프로파일 표시

MDM Commands
•클라이언트에 대한 다양한 command 제공
- Mobile Security : 분실/도난 단말에 대한 보안 대책
- Send Notification : 비상 메시지 전달
- Beacon : 스마트폰에 알람 발송
* 제공되는 MDM Command는 OS별로 상이합니다

Setting
•단말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설정 가능
•Restriction : 필요에 따라 단말의 기능 제한
•Backpack Item : 컨텐츠의 일괄 배포
•WiFi, VPN 설정 및 Wallpaper 일괄 설정 배포

App Management
•업무용 App의 설치 및 관리 범위 지정
•단말기의 App에 대한 관리
- Delete : 불필요한 App 일괄 자동 삭제
- Push : 필수 업무용 App 일괄 자동 설치

Simplicity that Changes the World

9

Meraki Product
MR Access Point

MR30H

MR33

MR42

MR52/53

MR74

MR84

Mesh Networking 기능, Beamforming, Band Steering, 전력 절감 (802.11e/WMM), 하드웨어 가속 암호화, 고밀도 네트워크 지원
Indoor
In-room 모델 (호텔/기숙사)

Indoor
Price Performance

Indoor
General Purpose

Indoor
Highest Performance

Outdoor
General Purpose

Outdoor
Highest Performance

1 x 802.11b/g/n (2.4Ghz)
1 x 802.11a/n/ac (5Ghz)
1 x WIPS/Auto-RF
1 x Bluetooth
2x2:2 MU-MIMO

1 x 802.11b/g/n (2.4Ghz)
1 x 802.11a/n/ac (5Ghz)
1 x WIPS/Auto-RF
1 x Bluetooth
2x2:2 MU-MIMO

1 x 802.11b/g/n (2.4Ghz)
1 x 802.11a/n/ac (5Ghz)
1 x WIPS/Auto-RF
1 x Bluetooth
3x3:3 MU-MIMO

1 x 802.11b/g/n (2.4Ghz)
1 x 802.11a/n/ac (5Ghz)
1 x WIPS/Auto-RF
1 x Bluetooth
4x4:4 MU-MIMO
160Mhz Channel

1 x 802.11b/g/n (2.4Ghz)
1 x 802.11a/n/ac (5Ghz)
1 x WIPS/Auto-RF
1 x Bluetooth
2x2:2 MU-MIMO

1 x 802.11b/g/n (2.4Ghz)
1 x 802.11a/n/ac (5Ghz)
1 x WIPS/Auto-RF
1 x Bluetooth
4x4:4 MU-MIMO
160Mhz Channel

1.3 Gbps

1.3 Gbps

1.9 Gbps

2.5 Gbps

1.3 Gbps

2.5 Gbps

1 x GbE Input
4 x GbE Output (1 x PoE)

1 x GbE

1 x GbE

2 x GbE /
1 x GbE + 1 x 2.5mGbE

1 x GbE

1 x GbE + 1 x 2.5mGbE

802.3af PoE

802.3af PoE
DC 전원 어댑터

802.3at PoE+
DC 전원 어댑터

802.3at PoE+
DC 전원 어댑터

802.3af PoE

802.3at PoE+

Low Profile 디자인
UL2043 Plenum등급

Low Profile 디자인
UL2043 Plenum등급

Low Profile 디자인
UL2043 Plenum등급

Low Profile 디자인
UL2043 Plenum등급

방수 및 방진 (IP67)
-40∘C ~ 55∘C

방수 및 방진 (IP67)
-40∘C ~ 55∘C

MS Switch
Compact

MS120-8

Branch

MS120

Branch &
Campus

MS210

Branch &
Campus

MS225

Branch &
Campus

MS250

Campus

MS350

Small & Large
Campus

MS410

Small & Large
Campus

MS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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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 Security / Routing
최대
사용자

모델

인터페이스

Firewall
성능

VPN 성능

VPN터널

웹 캐싱

5

Z3

4 x GbE (1xPoE)
802.11ac Wave2 WiFi

100Mbps

50Mbps

-

-

50

MX64

5 x GbE

250Mbps

85Mbps

-

-

50

MX64W

5 x GbE
802.11ac WiFi

250Mbps

85Mbps

-

-

50

MX65

12 x GbE
(2 x PoE+)

250Mbps

85Mbps

-

-

50

MX65W

12 x GbE
(2 x PoE+)
802.11ac WiFi

250Mbps

85Mbps

-

-

200

MX84

10 x GbE
2 x SFP

500Mbps

200Mbps

100

●

500

MX100

9 x GbE
2 x SFP

750Mbps

375Mbps

250

●

2,000

MX250

2 x 10G SFP+
8 x GbE (RJ45)
8 x GbE (SFP)
8 x 10GbE (SFP+)

4Gbps

1Gbps

1,000

●

10,000

MX450

2 x 10G SFP+
8 x GbE (RJ45)
8 x GbE (SFP)
8 x 10GbE (SFP+)

6Gbps

2Gbps

5,000

●

Virtual

vMX100

AWS
Microsoft Azure

-

500Mbps

-

-

형상

MV Surveillance Camera
MV21 : Indoor

MV71 : Outdoor

•128GB SSD
•720p w/ H.264
•3~10mm 가변초점 렌즈
•IR Illumination : 30m

•128GB SSD
•720p w/ H.264
•3~10mm 가변초점 렌즈
•IR Illumination : 30m
•IP66, IK10

Accessories
MA-MNT-MV-1

MA-MNT-MV-2

MA-MNT-MV-3

•Wall Mount Arm

•Pole Mount (MV71)

•L-Shape
Wall Mount Bracket

Simplicity that Changes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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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다수의 공장을 보유한 제조기업 사례 - 신성델타테크

각국 지사 네트워크 설치부터 운영까지 국내에서 ‘클릭’만으로 관리
“해외 출장을 가서 방화벽을 새롭게 구성하고 한국에 돌아와도 또 문제가 발생하면 몇 번이고
해외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사에서 클릭 몇 번으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지사 네트워크를 모두 관리 감독합니다. 결국 네트워크 담당자의 해외 출장비가 크게 절감되고
업무 생산성 역시 높아졌습니다.”
신성델타테크 IT운영팀 김광후 팀장

회사소개
신성델타테크㈜는 2016년 결산 기준으로 연 매출 3,949억원을 기록한 플라스틱 사출 분야에서는 이름난 전자·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이다. 1987년 설립 이래 가전제품과 자동차, 휴대폰 부품을 주로 생산하여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 LG화학,
르노삼성자동차 등에 공급해오고 있다.

고객 과제
잦은 방화벽 시스템 장애로 인해 네트워크 운영 불안정
방화벽 시스템 장애 시 현지 인력의 지원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 네트워크 담당자가
현지까지 방문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 보장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해외 공장 설립시 네트워크 설치 및 관리, 운영에 막대한 시간과 리소스 소요
증가일로의 네트워크 유지보수 비용 및 제한된 IT인력
인도, 중국,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해외에 다양한 생산시설과 법인과 지주회사인 신흥글로벌이 보유한 전체 계열사는
9개 해외 법인을 포함해 총 19곳에 달하는데, 제한된 IT 인력만으로도 네트워크 설치 및 관리,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특단의
조처가 절실했다.

▶

시스코 솔루션

•머라키 MX84 통합위협관리(UTM) 솔루션
•머라키 MS220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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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성과

•멕시코 공장 유무선 네트워크 설치를 원격으로 두 시간 만에 완료,
세밀한 운영 관리도 클릭 몇 번으로 해결

•머라키 MR32 액세스포인트

•전사 차원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네트워크 운영이 가능해짐

•머라키 MV71 옥외용 IP CCTV (해외공장 관리용)

•국내외 사업장이 계속 증가해도 1인 네트워크 관리체계 실현

Meraki 세상을 바꾸는 단순함

< 머라키 도입 고객 성공사례 >

다양한 형태의 프리미엄 공간 서비스 기업 사례 – 토즈

클라우드 기반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로 최고의 공간서비스에 만전
“시스코 머라키 솔루션을 도입한 후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지면서 토즈 이용 고객이 스마트폰,
태블릿, 랩톱 등으로 필요할 때 곧바로 접속하고 끊김없이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토즈는 시스코 머라키 솔루션을 기반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는 보다 다양한 서비
스와 프로모션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토즈 김윤환 대표

회사소개
토즈는 2002년 대한민국 최초의 공간서비스 모델인 모임센터로 비즈니스의 첫발을 시작했다. 이후 30년간 진화하지 않은 공부공간을
혁신시킨 스터디센터, 창업과 최적의 워크플레이스를 선도하고 있는 비즈니스센터와 스마트워크센터 등 다양한 공간서비스 플랫폼을
마련, 제공하고 있다.

고객 과제
센터마다 별도의 인터넷 회선과 무선 공유기, 스위치 등을 사용하면서 안정적인 네트워크 서비스 보장의 어려움
센터마다 네트워크 리소스가 제한돼 있어 고객들의 다변화하는 네트워킹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 고객 불만으로 이어지곤 했다.

센터마다 IT 전문가를 상주시킬 수 없다 보니 네트워크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불가
2017년 기준으로 토즈는 전국에 300여개 센터를 운영 중으로, 이 모든 센터에 IT 전문가를 상주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했다. 이에 어떤 센터에서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해도 실시간 대응이 어려워 종종 애를 태워야 했다.

▶

시스코 솔루션

•머라키 MX64 통합위협관리(UTM) 솔루션
•머라키 MS220 PoE 스위치
•머라키 MR33 액세스포인트

▶

비즈니스 성과

•분산된 네트워크에 대한 손쉬운 구축, 관리 및 문제 해결이 가능한 시스코
머라키 솔루션 도입 이후 각 센터마다 안정적으로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가능
•하나의 대시 보드에서 각 센터의 모든 장비는 물론 이용자들의 트래픽 이용 패턴까지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돼 장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 동시에
장애 발생시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 가능,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장애 최소화
•유연한 고성능 네트워크로 대고객 서비스 강화

Simplicity that Changes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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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학교 사례 – 서울용산국제학교

한 눈에 확인하고, 관리하는 학교 네트워크 환경 현실로
“우리 목표는 학교 내에서 그 누구도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걱정하는 일없는 원활
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술 인프라는 교직원 또는 학생들의 눈에 띄지 않고
제 역할만 충실히 해주면 되는데, 시스코 머라키가 바로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서울용산국제학교 기술 총괄 Brendon McCarthy 이사

회사소개
서울 이태원에 소재한 서울용산국제학교는 55개 국가에서 온 1,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정통 미국식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총 175명의 교직원이 이 곳에서 근무 중이다. 서울용산국제학교는 전 세계 14개 국가에서 17개 국제학교를 운영 중인
국제학교 네트워크의 일부이다.

고객 과제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 확보 절실
인터넷 접속에 문제가 자주 발생했으나 다소 복잡한 시스템의 구성상 내부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파트너사의 지원 없이도 가능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
기존 시스템이 L3 방화벽 지원 등 표준 사양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설정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전문적인 운영이 요구되어
매번 파트너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네트워크 경험이 풍부하고 영문 서비스가 가능한 솔루션 제공업체 모색
학교 내부에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문제 발생 여부도 직접 파악이 어려웠으며, 파트너의 도움을 받더라도
영문 지원이 안되어서 원활한 의사 소통 및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

온프레미스 서버의 부재로 클라우드 관리를 지원하는 네트워킹 솔루션 필요

▶

시스코 솔루션

•머라키 MX84 통합위협관리(UTM) 솔루션
•머라키 MS220 스위치

비즈니스 성과

•직관적인 머라키 대시보드로 학교의 모든 기술 자원에 대한 가시성 확보는 물론
분석 및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해서 제공

•머라키 MR32 액세스 포인트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네트워크 설정 및 구성을 변경하고 네트워크도 최적화 함

•머라키 Systems Manager

•네트워크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문제 발생 여부 확인 및 적절한 해결 방안 모색

모바일 단말 관리 솔루션(M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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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aki 세상을 바꾸는 단순함

•다국어 지원 고객 서비스 및 기술 지원으로 기술 문제 해결 시 소통 원활

< 머라키 도입 고객 성공사례 >

실내외 고밀도 무선환경의 대학교 캠퍼스 사례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고성능의 기가 와이파이로 모바일 중심 스마트 캠퍼스 환경 구축
“대학교 강의실은 전형적인 고밀도 와이파이 환경으로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 대한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이 중요한데, 시스코 머라키
솔루션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스마트 캠퍼스 환경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전산팀 서영철 팀장

▶

고객 과제

▶

•온라인 기반의 교육 컨텐츠가 늘어남에 따라 실내외 고성능 무선랜에 대한
요구 증가
▶

시스코 솔루션

•머라키 MS225 스위치
•머라키 MR84/52/33 실외 및 실내 액세스 포인트
•머라키 MV21 실내용 IP CCTV

비즈니스 성과

•멀티미디어 강의실 등에 고성능의 기가비트 액세스 포인트가 설치됨에 따라
보다 원활하게 교육 컨텐츠 활용이 가능
•머라키 액세스 포인트에 내장된 BLE를 통해 학생용 모바일 앱에서도
활용 가능해짐
•강의실 뿐 아니라 도서관, 식당, 야외 공간 등의
다양한 공용 공간에서의 인터넷 활용이 쉬워짐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지자체 사례 – OO시 공공 와이파이 프로젝트

보안 위협없는 공공 와이파이 제공으로 참석자 집계 및 관리 가능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무선 서비스를 공공장소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왔지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보안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스코 머라키를 통해 어떤 장비에, 언제
트래픽이 몰리는지를 손쉽게 확인 가능해졌습니다.”
OO시청 전산팀장
▶

고객 과제

▶

•옥외 공간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트래픽 관리가 전혀 안됨
•비디오 등 트래픽을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통제가 어려움
•방화벽 기능 부재로 보안 위협 노출, 사용자 통계 집계 불가능

시스코 솔루션

•머라키 MR84/74 옥외용 액세스 포인트
▶

비즈니스 성과

•무선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사용자 현황 및 트래픽에 대한 제어 및 실시간 모니터링
•다수의 액세스 포인트와 분산된 네트워크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동시에
설정 가능

방문객용 와이파이 구축한 종합병원 사례 – OO 대학병원

사용자 및 트래픽 요구가 급증해도 안정적인 무선 서비스 제공
“시스코 머라키를 바탕으로 증가하는 방문객의 무선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었고, 병원 전산망과 방문객이 사용하는 망을 분리함
으로써 안전한 방문객용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OO 대학병원 IT팀장

▶

고객 과제

•4개의 병원 지점 네트워크에 대한 모니터링
•방문객이 사용하는 네트워크와 병원 전산망과의 망분리 필요
▶

시스코 솔루션

•머라키 MX84 통합위협관리(UTM) 솔루션
•머라키 MS225 스위치
•머라키 MR33 액세스 포인트

▶

비즈니스 성과

•여러 지역에 분산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가시성 확보 및 손쉬운
네트워크 확장 가능
•사용 기간, 사용자별, 유형별 네트워크 트래픽 사용 현황 모니터링
•트래픽 분산 처리를 통한 성능 향상 및 동일한 성능과 정책을 갖춘
와이파이 환경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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